
Zoom 화상 수업 가이드라인 

 Zoom 수업 준비 

1. 화상수업을 위한 필수 준비사항: 컴퓨터, 마이크, 카메라, 와이파이 (효과적인 수업참여와

수업이해를 위해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휴대폰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2. 화상수업 참여법

1) 교수가 전달해 주는 줌 미팅 링크를 클릭거나, 혹은 zoom 앱을 실행하여 로그인한 후에

담당교수가 전달해주는 Meeting ID를 입력하여 zoom 수업방에 접속합니다.

2) 수업에 따라 비밀번호가 주어진 경우에는 담당교수의 안내에 따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Zoom 화상 수업 가이드라인 

모든 학생들은 Zoom 을 통해 수업에 참여할 때,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Zoom 수업도 대면 수업과 마찬가지로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을 조율해 두어야 합니다. 수업 참여 외에 다른 것을 동시에 해서는 안됩니다.

2. 대면수업과 마찬가지로 얼굴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리도록 준비합니다. 수업 전 미리 zoom에

연결해 마이크와 스피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바랍니다.

3. 카메라를 항상 켜두십시오. 또한 표정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카메라 각도와 밝은 공간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카메라를 끄거나 어두운 곳에 있으면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4. 잡음이 심할 경우, 말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이크를 꺼두어야 합니다. (꺼둔 상태에서 컴퓨터의

“SPACE” 키를 누르시면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5. 수업은 정시에 참여해 주십시오. 중간에 들어오는 것은 늦은 학생도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울

뿐 아니라 교수와 다른 학생들의 수업의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6. 차량 운행 중 Zoom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학생의 안전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차량

운행중 줌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력을 분산시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7. 카메라를 자주 껐다 켜거나, 간식이나 애완동물이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가상배경화면을 사용하여 학우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8. 정해진 시간에만 휴식을 취해야 하며, 휴식 시간에는 카메라를 꺼두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수업에 재개될 때에는 정시에 복귀하여 카메라를 켜야 합니다.

9. 수업을 방해하는 수업과 관련없는 불필요한 채팅창 사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10. 화상수업에 대한 추가사항은 화상수업 참석평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상수업 참석 평가표 

과목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업일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담당교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7 3 0 

1. 화상수업 기기 컴퓨터 (+ TV 

스크린) 

테블릿/스마트폰 

+ 자판

테블릿/스마트폰 없음 

2. 마이크와 카메라 마이크와 카메라 

정상 

작동 

카메라 only + 

채팅 참여 

(수업노트 작성) 

마이크 only + 

음성 참여 

(수업노트 작성) 

없음 

3. 조명과 카메라 각도 밝은 조명에 얼굴과 

상체 

어두운 조명에 얼굴과 

상체 

어두운 조명/ 

부정확한 화면 

각도 

본인 판명 불가, 

사진이미지 or 

카메라 꺼짐 

4. 수업 환경 개인수업실 

(책상과 의사) 

도서관 등 공공 

장소에서 수업 

집중 or 차 안 

집중할 수 없는 

작업실, 사무실, 

공공장소 

운전 중 or 

수업을 집중할 

수 없는 환경 

5. 수업 방해 방해없이 수업 집중 1-2 회 방해

(자녀, 애완동물 

등) 

수업 외 다른 활동 

(전화 등) 

수업에 집중 안함 

or 다른 

일로 분산 

6. 교재와 수업자료 준비 교재와 수업자료 

준비 

철저 

교재와 자료 준비 교재와 자료 준비 부실 준비 없음 

7. 

수업출석/세션참석 

정시 출석, 정시 참석 잦은 지각 결석/1 시간 이상 

지각 
20% 이상 결석 

(= F 학점) 

8. 휴식/식사 시간

후 

정시 돌아옴 5 분 이내 지각 5 분 이상 지각 10 분 이상 지각 

9. 수업 참여 적극적 

토론/발표 참여 

부분적 참여 지적 시 소극적 

참여 

전혀 의미있는 

참여 안함 

10. 소그룹 활동

참여 

적극적인 

소그룹 참여 

부분적 참여 준비없는 소극적 

참여 

의미 있는 참여 

없음 

총점 100 70 30 0 

*For student: 매일 화상수업 후 자기 평가표를 작성하여 수업 무들방에 제출한다.

*For professor: 평가표를 이용하며 개별 학생의 화상수업 출석 성적에 반영한다.


